
· 비접촉식 탐촉자 

· 2백만 자료 이력수록 

· 일일 유량보고 

· USB 기억장치로 내려받기 

· 분리형 4-20mA와 0~5V출력 

· 2개의 제어 계전기 

· 어떠한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에서 유량을 감시하고 표시하고 적산하고 자료를 수집. 

· 자동 유량 보고 체계가 총유량, 최대.최소 유량을 일일 보고. 

· 2백만번까지 날짜와 자료를 수집하고 USB 기억장치로 내려 받음.OCF5.0은 분리형 4-20mA와 0~5V 출력을 가짐. 

· 두개의 제어용 계전기는 유량에 비례하는 펄스 출력신호나 수위경보를 설정하여 각각 내보냄. 

· 쉬운 교정을 위하여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음. 

· 비접촉식 탐촉자는 별매의 안전 방벽을 설치하여 방폭형으로 됨  

 

개수로 유량 감시기로서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에서 측정하며  

유량 보고 자료 이력기 기능이 있음 

· 정확도: 범위값의 ±0.25％ 또는 2mm 

· 재현성과 직선성: ±0.1％ 

· 표시기: 백색, 유량, 적산값, 계전기 상태, 동작 방식과 설정 목록 

· 출력: 4-20mA, 0-5V, 1000옴 부하, 2개의 계전기, C형 건식접점, 5A SPDT, 설정 수준경보 

펌프조절, 펌프 교체, 이상경보/반향 소실, 공기온도 경보 

· 전자회로 동작온도: -20℃~ 60℃ 

 

[탐촉자]  

· 최대범위:  표준탐촉자 PZ15를 사용하여 4.57m  

· 사각지대: 조정가능, 최소 203,2mm 

· 빔각도: 8 ˚ 

· 동작온도: -40~ 65℃ 

· 동작주파수: 92KHZ 

· 침수급수: 최대 3m 

· 겉재질: PVC 

· 연결선: RG62AU 동축, 7.6미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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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 수준 

· 2백만 자료이력기와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 USB출력으로 플래쉬 메로리 스틱으로 내려받음 

· 분리형 4-20mA/ 0~5V출력 

· 2개의 설정 가능한 제어 계전기 

· 5개의 단추로 간단히 조작 

어떠한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 인공수언(웨어, Weir)을 통해서도 연속적으로 유량을 감시하고 표시하고 적산

하고 또한 자료이력을 남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OCF5.0은 흐르는 물의 203mm 이상에다 설치하는 비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25%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값입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단추판에서 사전입력

된 목록을 선택하여 인공용수로(플룸, Flume)나인공수언(웨어, Weir)의 규격을 입력시키며 측정단위도 갤론이나 

리터 등으로 선택합니다. 

 

그레이라인 OCF5.0은 2백만 자료이력기가 장착되어 있는 유량보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스틱을 유량계의 

USB출력에 연결하여 로그파일을 내려받고 도형이나 도표를 그레이라인 무료 로거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볼 수 있

습니다. 

일일 유량보고에는 최대,최소, 평균값과 전체 유량을 후광기능이 있는 액정표시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형 4~20mA 출력을 이용하여 유량자료를 도표기록계나 표시기로 보낼수 있으며 설정 가능한 제어계전기들을 

이용하여 수위/유량 경보 

를 내며 또한 유량비례펄스를 추출기나 염소처리(소독)용 탱크나 원격 적산계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방폭형 방벽은 별매이며 신호선도 안전급수로 공급됩니다. 분리형 방수함은 탐촉자로부터 150m내로 설치하여 사

용합니다. 

 

 

개(방) 수로 유량계- 오수유량 감시와 통제 OCF5.0 개수로 유량계 

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양평동 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703호)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giltron@naver.com 


